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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실감미디어는 기존 2D·3D 영상을 시청하는 사용

자들에게 빛(light), 바람(wind), 진동(vibrator), 모

션(motion), 물분사(waterjet), 향기(scent) 등과 같

은 다양한 실감효과(Sensory Effect)들을 액추에이

터(actuator)를 통해 전달하여 마치 사용자가 실제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제공한다[1]. 실감미

디어 콘텐츠 저작자는 저작도구를 이용해 미리 촬영

된 동영상에 매핑되는 실감효과 정보를 MPEG-V[2]

에 정의된 실감효과 메타데이터(Sensory Effect

Metadata, SEM) 형태로 작성하여 동영상과 함께 저

장함으로써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제작된 실감미

디어 콘텐츠는 재생시 액추에이터와의 연동을 통해 

영상과 매핑되는 실감효과를 동시에 재생함으로써 

물리적 실감효과를 전달한다. 실감효과는 일반적으

로 전문 저작자에 의해 수동으로 만들어지지만, 최근 

자동화 도구 개발에 따라 실감효과를 자동 추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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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개입 없이 실감효과 메타데이터를 저작할 

수 있다[3,4].

기존의 실감미디어 콘텐츠 저작 방식은 전문가의 

경험과 자동화 알고리즘에 의하기 때문에, 영상 장면 

구간에 따라 저작되는 실감효과를 사용자가 체험할 

경우 사용자들은 각자의 취향과 경험, 선호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만족도를 얻게 된다[3]. 따라서 실감

효과 저작과정에서 영상 구간의 속성 및 사용자에 

따라 서로 다른 실감효과 메타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실감효과 저작 과정에

서 사용자의 피드백 정보를 실감효과 속성 데이터에 

반영한다면 실감효과에 대한 만족도 및 정확도를 향

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감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의 실감효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의 생체 

변화와 체험 만족도를 수집·분석하여 산출된 사용자 

피드백 정보를 실감효과 속성 데이터에 반영함으로

써 실감효과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개선하는 방법

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연

구로서 MPEG-V 실감효과 메타데이터와 저작 도구

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3장에서는 실감효과 개선을 

위한 사용자 피드백 기반 실감효과 메타데이터 생성 

방법의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본 논

문에서 제안한 방법에 대한 실험 및 결과에 대해 설

명하며,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2.1 MPEG-V 실감효과 메타데이터

실감효과는 빛, 바람, 진동, 모션, 물분사, 향기 등

과 같은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효과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실감효과를 포함하는 미디어를 실

감미디어(Realistic Media)라고 한다. 실감미디어는 

시간·공간적 제약 없이 사용자에게 사실적인 느낌을 

제공하기 위해 가상공간에서의 실감효과를 실제 공

간의 하드웨어를 통해 실감효과를 체감하게 함으로

써 사용자에게 몰입감과 현장감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5].

MPEG 국제 표준화 그룹에서는 2008년부터 가상

세계와 현실세계 사이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인터페

이스를 정의하기 위해 MPEG-V(ISO/IEC 23005)라

는 명칭으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2]. MPEG-V

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사이의 소통을 위한 실감효

과 정보 메타데이터 및 실감효과 표현 기기 명령어의 

규격을 정의하고 있다. MPEG-V에서는 다양한 실감

효과들의 표현, 가상 객체의 표현 및 움직임 표현,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인터페이스 연동을 위한 데

이터 포맷 및 실감효과들을 현실세계에서 재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기들을 제어하는 방법 등을 총 7개 

파트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으며, 각 파트별로 기술하

고 있는 내용은 Table 1과 같다[6,7].

MPEG-V Part 3[8]에서는 실감효과 메타데이터

(SEM)를 서술하기 위한 XML 스키마를 정의하고 

있다. Fig. 1은 실감효과 메타데이터(SEM)의 XML

서술 구조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SEM 은 루트 

엘리먼트에 해당하며, autoExtraction 속성과 Des-

criptionMetadata, Declarations, GroupOfEffects,

Effect, ReferenceEffect 엘리먼트들을 포함하고 있

다. autoExtraction 속성은 미디어 리소스로부터 실

감효과(SE)가 추출 될 때 자동으로 추출되는 형태를 

결정하는 속성 값을 가진다. DescriptionMetadata 는 

Table 1. Technical contents for the each part of MPEG-V

Part 1 Architecture

Part 2 Control Information

Part 3 Sensory Information

Part 4 Virtual World Object Characteristics

Part 5 Data Formats for Interaction Device

Part 6 Common Types and Tools

Part 7 Reference Software and Conformance

Fig. 1. XML structure of description for Sensory Effect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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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효과 메타데이터(SEM)에 대한 설명을 위한 엘

리먼트로서 저작 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서술할 수 

있다. Declarations 엘리먼트는 자주 사용되는 감각 

효과들을 미리 정의해놓고, 실감효과 메타데이터 안

에서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Effect 엘리먼

트는 하나의 실감효과를 정의 할 때 사용되며, Group

OfEffects 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실감효과들의 

조합으로 정의되는데, 이 실감효과들은 시작 시간

(timestamp)과 지속 시간(duration)을 가진다. 그리

고 ReferenceEffect 엘리먼트는 Declarations 엘리먼

트에서 미리 정의된 실감효과를 참조하여 사용할 때 

사용된다[2].

각 실감효과들은 공통적으로 활성화 여부(activate),

지속 시간(duration), 우선순위(priority), 위치(posi-

tion) 정보 등과 같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속성 정보를 

포함하며, 각 효과 별로 필요한 추가 정보를 서술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다. 실감효과 메타데이터(SEM)

로 작성된 실감효과는 액추에이터와의 연동을 통해 

영상과 실감효과를 함께 재생하여 4D 영화와 같은 

실감미디어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준다. 실감효과 메

타데이터는 영화뿐만 아니라, 게임, 시뮬레이션, 교

육 분야와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안의 여러 실감효

과를 정의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6].

2.2 실감미디어 실감효과 저작 도구

실감효과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4D

영화관이나 4D 체험관에서 제공하는 실감 재현 효과

는 실감미디어 저작도구를 이용하여 실감효과 저작 

전문가의 경험적 판단에 의해 영상 구간별로 해당 

효과를 설정하고, 각 효과에 대한 세부 속성 정보를 

입력하여 저작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개별 사용자

의 취향이나 선호도를 고려한 방식이 아닌 다수의 

사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획일적인 실감효과를 적

용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취향이나 경험을 고려하지 

않는다[3].

최근에는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서 다양한 센서

를 기반으로 실감효과가 추가된 실감미디어를 만들

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용자의 경

험적 실감효과를 생성하는 연구[4]에서는 실감효과 

구간을 영상으로부터 추출하고 메타정보를 실감효

과별로 저작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피드백 정보를 

활용하여 각 효과별로 조정이 가능한 속성 값으로 

강도(intensity) 및 지속시간(duration) 값에 분석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저작할 수 있는 저작도구를 제안

하였다.

Fig. 2는 이 연구에서 사용된 사용자 피드백 정보

를 활용하여 실감효과별 속성 값을 입력하는 저작도

구를 보여준다. 이 선행 연구에서는 사용자 피드백 

정보가 저작을 위한 참고 정보로 활용되었으며, 본 

연구는 사용자의 체험에 따른 생체 변화와 정성적 

평가에 따라 실감효과를 자동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3. 사용자 피드백 기반 실감효과 메타데이터  

   생성

3.1 실감효과 메타데이터 생성 프로세스

사용자가 실감미디어 콘텐츠를 체험할 경우, 사용

자들은 각자 다른 취향과 선호도, 경험 등에 따라 서

로 다른 생리적 반응과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실감

미디어 콘텐츠 체험 과정에서 변화하는 맥박수, 체

온, 움직임 등의 객관적 피드백 데이터와 실감 체험 

후 주관적인 설문 응답 결과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

자 반응에 대한 피드백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감효과 저작 과정에서 실감효과 메타

데이터(SEM) 정보를 생성할 때 사용자의 피드백 정

보를 분석한 값을 실감효과 속성 값에 가중치로 반영

하여 개선된 실감효과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

을 제안한다. Fig. 3은 사용자 피드백 기반 실감효과 

메타데이터 생성 방법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나타낸다.

Fig. 2. A prototype of Sensory Effect authoring tool 

based on user feedback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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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용자 피드백 정보 수집 및 분석

사용자 피드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웨어러블 

센서 디바이스와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사용

자의 생리적 반응 정보와 설문 정보를 수집할 수 있

도록 사용자 피드백 정보 수집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사용자는 실감효과가 적용된 실감미디어 콘텐츠를 

체험하면서 헤드셋형 웨어러블 센서와  손목형 웨어

러블 센서 디바이스를 착용하여 체온, 맥파, 움직임 

등 3가지 객관적인 생리적 반응 값을 획득한다. 이렇

게 획득된 데이터는 태블릿 PC 형태의 스마트 디바

이스로 전달되고, 설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관적

인 실감효과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4는 사용자 피드백 정보 수집을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스마트 디바이스 애

플리케이션을 통해 설문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

헤드셋형 안면 체온 측정 장치(Fig. 4 ⓐ)는 피부 

표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비접촉식 온도 센서 모

듈(DTPML-SPI-151)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안면 온

도 변화를 실시간 측정하고 스마트 디바이스로 전송

하도록 구현하였다. 손목형 웨어러블 측정 장치(Fig.

4 ⓑ)는 스마트 워치(LG Watch Urbane)에서 분당 

심박수(Beat Per Minute, BPM)와 움직임 정도

(Acceleration)를 측정하고 정규화된 데이터를 스마

트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

다. Fig. 4 ⓒ는 사용자 만족도 설문을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로서 4D 체험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9]을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였다. 사용

자 만족도 평가 설문 문항은 사용자 만족도 요인별로 

전반적 만족도, 4D 콘텐츠의 내부적 요인, 4D 콘텐츠

의 환경적 요인, 4D 콘텐츠의 물리적 요인으로 나누

어 리커트(Likert Scale) 5점 척도를 적용한 14개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Table 2는 사용자 만족도 평가 

Fig. 3. Process for the production of Sensory Effect Metadata based on user feedback information.

Fig. 4. User feedback information Coll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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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항목과 문항의 내용을 나타낸다.

실감미디어 콘텐츠를 체험하는 사용자에게 정제

된 일련의 설문 항목을 통해 효과의 적합성, 적절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취득하고 콘텐츠 체험 

중 착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상태정보를 수집한다. 사용자 피드백 정보 수집을 통

해 측정된 데이터는 시간 축에 따라 실감효과에 따른 

생리적 반응 데이터를 기록하여 피드백 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다.

Fig. 5는 실감효과에 따른 생체적 반응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5 (a)는 실감미디어 콘텐츠 

시간 축에서 각각 발생한 실감효과를 나타내고 있으

며, Fig. 5 (b)는 실감미디어 콘텐츠 시간 축에서 사용

자가 반응한 생리적 반응 값으로 심박 수(빨간색),

움직임(녹색), 체온(노란색)의 변화를 나타낸다.

3.3 실감효과 요소의 보정 팩터 산출 방법

실감미디어 콘텐츠를 체험 한 후 사용자 피드백 

정보가 수집되면 실감효과에 따른 생체적 반응의 변

화 패턴을 분석하여 기쁨, 분노, 슬픔, 놀람, 공포의 

다섯 가지 감정 상태로 분류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

감효과에 따른 감정 변화 상관성 이론[10]을 적용하

여 체험자의 감정 상태를 기준으로 매칭되는 실감효

과 요소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감정 표현과 생리적 반응의 상관성 분석 이론에 

따르면, Fig. 6에서 나타내듯이 심장박동의 경우 화,

두려움, 슬픔의 감정 상태에는 매우 증가하고, 행복,

놀람의 감정 상태에는 다소 증가하며, 미움의 경우는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체온의 경우 화

의 감정 상태에는 매우 높으며, 행복의 감정 상태에

는 다소 높으며, 슬픔은 약간 높은 반면, 미움, 두려

움, 놀람에는 체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안 방법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획득

한 심박 수, 체온, 움직임 인자의 구간 별로 변화 값을 

감정 상태를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감

정 상태와 매칭되는 생리적 반응 값을 근거로 실감효

과에 적용할 가중치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

여 상태변화에 대한 심박 수, 체온, 움직임에 대한 

변화량의 기준 값을 설정하고 실제 취득한 값과의 

차이를 이용해 각 실감효과에 대한 보정 값을 산출하

였다.

Table 3은 본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리적 반응 인자의 기준 값 판단 규칙이고, Table

4는 감정 상태변화에 따른 체온, 심박 수, 움직임 값

의 기준 값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3에서 사용자의 

움직임은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실감 효과에 반응하

는 능동적인 피드백 정보로서, 사용자의 손동작 및 

팔 동작에 의해 발생한 움직임 정보를 가속도 센서로 

Table 2. Survey questionnaire for investigating participant’s satisfaction 

Category Questionnaire items

Overall satisfaction

w Are you mostly satisfied with the 4D experience?
w Did you meet your expectations through the 4D experience?
w Are you mostly enjoyable with the 4D experience?

Internal factors

of 4D content

w Are you enjoyable with the story of 4D movie?
w Are you satisfied with the story and effects of 4D content?
w Did the sound effects fit in with the 4D content?

Environmental

factors of 4D content

w Is the 4D chair comfortable?
w Are you satisfied with the position of 4D chair?
w Are you mostly satisfied with the image quality of 4D content?
w Are you mostly satisfied with the sound quality of 4D content?

Physical factors

of 4D content

w Are you satisfied with the wind effects in 4D experience?
w Is your satisfaction affected by the vibration effects in 4D experience?
w Is your overall satisfaction affected by the splashing or waterjet effects in 4D
experience?

w Is your overall satisfaction affected by the motion chair in 4D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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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류하였다. 이때 분류 기

준은 사용자의 손 움직임이 10cm를 1초에 왕복할 수 

있는 속도 v1 에서 순간 멈출 때인 v2의 가속도 a를 

측정 최대값으로 가정하여 식 (1)과 같이 최대 가속

도 값 20 m/s2으로 설정하고, 움직임의 단계를 구간

화하였다. 이 때 순간 정지하는데 걸리는 시간 dt는 

0.01초로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모션 체어에 앉아 있

기 때문에 체어의 움직임을 배제하기 위해 움직임 

진행 방향에 대한 임계값을 설정하여 필터링하고, 사

용자의 팔 움직임 리액션만을 추출하여 0～20 단계

로 정규화시켜 사용하였다.

  sec 

  



 



 

(1)

여기에 주관적 인자로서 사용자 설문 응답 결과를 

통해 수집한 사용자의 프로필 정보인 나이, 선호도,

참여 횟수, 성별, 관련 직업 유무 등이 실감효과에 

대한 민감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Table 5와 

같이 설정하였다. 설정된 사용자 프로필 정보를 반영

하여 식 (2)와 같이 사용자 프로필 보정 계수(F)를 

정의하였다.

(a)

(b)

Fig. 5. Graphs of biometric response fluctuation. (a) Sensory Effect informations and (b) Biometric data collected 

through the wearable sensors.

Fig. 6. Correlativity between emotions and biometric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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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

감정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생리적 반응 기준 값

과 실제 사용자가 실감미디어 콘텐츠 체험 후 획득한 

생리적 반응 값과의 차이의 평균값은 실감효과의 정

도를 조정할 수 있는 요소이며, 사용자 프로필 보정 

계수는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실감효과 수치 값을 

보정하기 위한 요소가 된다. Table 4에서 정의한 감

정 상태에 대한 체온, 심박, 움직임 변화 값의 합으로 

정의한 기준 값을 B, 실제 취득한 생리적 반응 값을 

G라하고, 식 (2)에 의해 계산된 사용자 프로필 보정 

계수를 F로 정의했을 때, 감정상태 분류에 따른 실감

효과 보정 계수 W는 식 (3)과 같이 정의하였다. 수식

에서 m은 감정상태의 수를 나타내며, n은 체험자 수

를 나타낸다.

  



  




 

  



  (3)

이렇게 효과마다 산출된 실감효과 보정계수로 기

존에 제작된 실감효과 메타데이터(SEM)의 실감효

과 속성 값을 보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매우 높은 

실감효과를 선호하며, 실감효과 저작과 관련된 경험

이 있고, 2회의 실감콘텐츠 체험 경험이 있는 25세의 

Table 3.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evaluation standard of biological response factor

Biometric Response

Factor

Threshold

value

Boundary Value for Biometric Status

Neutral Narrow changed General changed Steep changed

Heart Rate (bpm) 80 ±10 ±20 ±40 >±40

Body Temperature (℃) 36.5 ±0.1 ±0.2 ±0.4 >±0.4

Movement (m/s2) 0 +3 +5 +10 >+10

Table 4. Standard values of biological response for emotional states

Emotional State
Biometric Status(Reference Value) Emotional

Reference ValueBody Temperature Heart Rate Movement

Happiness(HP) narrow up(1) narrow down(-1) general up(2) 2

Anger(AG) steep up(3) steep up(3) steep up(3) 9

Sorrow(SR) narrow down(-1) general up(2) narrow down(-1) 0

Fright(FR) steep down(-3) steep up(3) steep down(-3) -3

Surprise(SP) general down(-2) darrow down(-1) narrow down(-1) -4

Table 5. Weight values by user profile information

Age Weight Value (a) Preference Weight Value (b)

more than 60s 0.2 very low 0.2

40s～50s 0.5 low 0.5

30s 1 moderate 1

10s～20s 2 high 1.5

less than 10s 0.5 very high 2

Number of Experience Weight Value (c) Gender Weight Value (d)

0 time 0.2 Male 2

1 time 0.5 Female 1

2 times 1 Job Relevance Weight Value (e)

< 5 times 1.5 Somewhat 0.5

≥ 5 times 2 Poo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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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경우 프로필 보정계수 F는 4가 된다. 실감콘

텐츠를 체험하면서 4.95초 동안 조명 효과를 받을 때 

심박이 97 bpm, 움직임이 5,64 m/s2, 체온의 36.4℃로 

측정이 되었다면, 이 때의 측정된 생리적 반응 값은 

심박 소폭 상승(+1), 체온 소폭 하락(-1), 움직임 소

폭 상승(+1)으로 감정 상태 기준 값은 +1이 되며 이

에 따른 실감효과 보정 계수 W는 -0.8이 된다. 이러

한 보정 계수는 각 효과에 대해 체험자들의 피드백을 

모두 누적하여 적용된다.

이렇게 누적된 사용자 피드백 정보를 반영한 실감 

영상의 효과 변화의 예를 Fig. 7에서 보여준다. Fig.

7은 7분 분량의 실감 영상으로 총 30번의 실감효과가 

나타난다. 각 효과는 사용자 피드백 반영 전(before)

과 사용자 피드백 반영 후(after) 값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실험 결과

제안한 사용자 피드백 기반 실감효과 메타데이터 

생성 방법을 적용한 실감효과가 사용자 만족도 향상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은 전문 저작자에 의해 제작된 

실감효과를 적용한 실감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1차 

실험과 콘텐츠를 체험한 후 사용자 피드백 정보 기반

의 실감효과를 적용한 동일한 콘텐츠에 대한 2차 실

험으로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실감 콘텐츠는 7

분 분량의 콘텐츠로 바람, 조명, 진동, 모션, 물분사의 

실감효과들이 포함되어 있다. Fig. 8은 바람 효과 장

치, 조명 장치, 진동 장치, 모션 체어, 물분사 장치로 

구성된  실감미디어 재현검증 실험환경을 보여준다.

Fig. 9는 실험 참가자가 실감 콘텐츠 체험 후 설문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1차 실험 30명, 2차 실험 30명, 총 60명의 실험 참가

자에 대하여 사용자 피드백과 실감효과 만족도 설문 

결과를 수집하고 실감효과 만족도 설문 항목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Table 6은 실험 참가자의 성별과 

연령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실감효과 만족도는 설문 항목에 따라 바람 효과,

Fig. 7. Comparing Sensory Effects Metadata before and after the reflection of user feedback information.

Fig. 8. Experimental environment for investigating the 

reproduction of sensory effects of realistic me-

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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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효과, 물분사 효과, 모션 효과, 그리고 실감효과 

만족도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Fig. 10은 실감

효과 만족도를 포함한 사용자 피드백 분석 결과를 

시각화한 화면을 보여준다. Fig. 10 ⓐ는 실험 참가자 

목록과 정보이며, ⓑ는 실감효과에 따른 생체적 반응

의 변화 데이터 그래프, ⓒ는 누적된 실감효과 만족

도 평균 값 그래프이다.

Fig. 11에서 1차 실험과 2차 실험에서의 피실험자

의 실감효과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1차 실험과 2차 실험에서 도출된 실감효과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일반 측정 항목은 74.2%에서 

90.6%(16.4%↑), 바람효과는 81.6%에서 91.4%(9.8

%↑), 진동효과는 66.6%에서 91.4%(24.8%↑), 물분

사 효과는 66.6%에서 89.6%(23%↑), 모션효과는 

76.6%에서 92.6%(16%↑), 전반적인 실감효과 만족

도는 73.6%에서 90.9%(17.3%↑)로 각각 향상되고 

Fig. 9. An experiment and questioning for the evaluation 

of participant’s satisfaction. 

Table 6. General statistics for the experiment participants

Category
1st Round (before reflection) 2nd Round (after reflection)

# of people ratio(%) # of people ratio(%)

Gender
Male 19 63 16 53

Female 11 37 14 47

Age

10s 7 23 9 30

20s 11 37 12 40

30s 7 23 6 20

40s 5 17 3 10

Total 30 100 30 100

Fig. 10. Visual display of the analysis result of user feedback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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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의 피드백 정보가 실

감효과 메타데이터 제작에 적용된 실감미디어 콘텐

츠를 체험했을 때 실감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가 향상되었다. 즉, 제안하는 방법은 실감미디어 체

험자들의 사용자 피드백 정보를 이용하여 실감효과 

메타데이터를 보정함으로써 실감효과 체험의 만족

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감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의 실감효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의 피드백 

정보를 활용하여 실감효과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사용자 피드백 정보로서 

실감미디어 콘텐츠 체험 중 사용자의 생리적 반응 

정보와 사용자 프로필 정보 및 만족도 결과를 수집·

분석하고, 산출된 값을 실감효과 메타데이터 생성 시 

보정 값으로 사용함으로써 실감효과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용자 피드백 시스템을 구현하

여 사용자 피드백 정보를 수집하고, 실감효과와 감정 

변화 상관성이론에 근거하여 감정 상태 변화에 따른 

실감효과 속성 값을 보정하여 개선된 실감효과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실험을 통해 사용자 피드백 정

보를 적용한 실감미디어 콘텐츠의 실감효과가 사용

자의 실감효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제안 방법은 실감효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메

타데이터 보정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4D 영화, 게임,

시뮬레이션, 교육 콘텐츠 등 기존에 제작된 실감 콘

텐츠의 실감효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향후 콘텐츠 구간별 감정 상태를 명확

히 지정하는 방법과 사용자 피드백 기반 실감효과 

자동 저작도구에 통합하고 세분화된 분석 평가를 통

해 신뢰성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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